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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함에따라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장치들이 등장하게되었고, 다양한 디스플레이크기

만큼 다양한해상도를사용하고있다. 때문에 비디오코덱과 scaler는 보편적으로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scaler는 비디

오 코덱의 복호화기와 화면 해상도 변환 모듈이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한계가존재하였다. 즉, 비디오코덱의복호화기는비트스트림으로부터복호한 정보를바탕으로 영상을복원하고, 복원

영상은 up/down scaler에서 확대/축소를 수행한다. 하지만 비디오 코덱의 비트스트림에 존재하는정보는영상의특성을반영

하기 때문에 up/down scaler에서 비디오 코덱의복호화기에서복호된 정보를 이용하면복잡도의 증가 없이 효율적인확대/축

소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코덱 중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264/AVC 복호화기에서 생성된 복원 영상에 대해서 별도

로 영상의 특성을 계산하는 모듈 없이 H.264/AVC 복호화기에서 복원된 정보 중 인트라 모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의

특성에 맞는 up/down scaler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scaler들보다 물체의 경계영역을 더선명하

게 확대하는 효과를 보인다.

1. 서론1)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장치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크기만큼 다양

한해상도를사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각해상도에맞는영상을모두

제작할 수 없으므로 영상은 특정한 크기로 촬영이 된다. 이때, 특정한

크기의 영상을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해상도에 맞추어 영상의

크기를 변경해 주는 것이 scaler이다. 때문에 비디오 코덱과 scaler는

보편적으로 함께 사용된다. Scaler는 1차 보간법인 인접 화소 보간법

(nearest-neighbor interpolation), 양선형/이중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 3차 보간법인 3차 회선 보간법(Cubic convolution

interpolation)이 대표적이다. 차수가 낮은 scaler일수록 연산량은 줄어

들고 하드웨어 구현 복잡도도 낮아지지만 화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띈

다.

초고해상도 TV의 등장으로 scaler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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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4K급

UHD를 지원하는 초고해상도(Super Resolution) 영상 스케일러 개발,

K10041900)으로 지원되었음.

까지 대부분의영상이초고해상도급 이하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 영

상을 초고해상도에맞는크기로 scale해서 디스플레이해야한다. 이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복잡도가 낮은 scaler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scaler는 비디오 코덱의 복호화기와 화면 해상도

변환 모듈이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한계가존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비디오

코덱중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264/AVC 복호화기에서 복호된 정

보를 이용하여 영상의 특성에 맞는 scaler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특히, 복호된 정보 중 복호화기에서 얻어지는인트라모드를

이용하여 scaler에서 사용하였다

본논문의 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고려하는시스템, 3장에

서는 제안하는방법에대하여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보인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고려하는 시스템

H.264/AVC 복호화기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복호한 정보를 바탕

으로 인트라 모드와 인터 모드를 사용하여 예측 신호를 생성한 후, 양

자화된 잔차신호를 복원하고 예측 신호와 더하여 복원 영상을 생성한

다. 그리고 생성된복원 영상은 up/down scaler에서 확대/축소를 수행

296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은 H.264/AVC 복호화기에서 복원

된 영상이 up/down scaler를 통해 확대/축소가 수행될 때, up/down

scaler에서 H.264/AVC 복호화기에서 복원된 정보를 가져와 이용함으

로써 별도로 영상의 특성을 계산하는 모듈 없이 영상의 특성에 맞는

up/down scaler를 구현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그림 1> H.264/AVC 복호화기와 scaler가 결합된 시스템

3. 제안하는 방법

H.264/AVC 복호화기에서는 인트라 부호화된 블록을 복호화 할

때 모드 정보도 함께 복호화 된다. H.264/AVC의 인트라 모드는 <그

림 2> (a)와 같이 방향에따라 모드번호가정해져있으며, 이 모드 정

보는 해당블록내의정보들이어떤 방향으로 공간예측 되었는가를 알

려준다. 4x4 인트라 블록에서는 총 9개의 인트라 모드를 사용하고 그

중에 방향성을가지는 8개의모드에대해서기울기를 구하고, 16x16블

록에서는 4개의인트라 모드중에방향성을 가지는 2개의 모드에대해

서 기울기를 구한다. 결정되는기울기정보는 <그림 2> (b)와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1]

결정된 기울기를 edge 방향으로 판단한 후, edge 방향과 평행인

방향으로보간을 수행한다. 이렇게함으로써각종 artifact로 인한 영상

왜곡을 줄일 수 있고, 확대 또는 축소 된 영상의 edge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보간 방

법들보다비교적 간단하고 성능이우수한 Cubic convolution 기법으로

edge의 방향과평행인방향으로 적용하여 보간을 실시하며, 그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a) 인트라 예측 모드의 방향

(b)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른 각도

<그림 2> H.264/AVC에서 인트라 예측 모드

<그림 3> Edge 방향 화소 보간 과정

<그림 3>의 3단계, 4단계에서 사용되는 Cubic convolution scaler

는균등간격으로배치된참조화소들을이용하여수직, 수평방향으로

새로운 위치의 값을 보간한다. <그림 4>는 보간시 수평인 보간 직선

을 따라위치하는참조 신호값들과보간 위치의관계를나타내고있으

며, 수직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균등으로 위치한 참조 화소의 위치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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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축의 , , , 는 공간영역에서화

소값의위치를나타내며,  ,  ,  . 는주

어진 영상 신호의화소값을 나타낸다. 새로 구하려는신호의위치는 

이며, z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주변에 주어진 4개의 화소값들인

 ,  ,  . 를 사용한다.

Cubic Convolution scaler에 사용되는 basis 함수[2] :













  ≤ ≤ 

  ≤ ≤ 
  

<그림 4>에서 균등간격인 A, B, C의 길이를 1로 가정하고, Cubic

convolution basis함수를 이용하여 식을정리하면 <식 1>로 정리된다.

  



   

   

   

  

<식 1> Cubic convolution scaler에서 보간을 위한 수식

문제는 edge 방향과평행인 방향으로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scaling에 이용되는 참조 화소들 사이의 간격이

비균등하게 되어, <식 1>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그림 5>

에 표시하였다.

<그림 5> 비균등한 위치에 있는 참조 화소

Cubic convolution scaler는균등 간격으로 배치된 참조 화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edge 방향 보간 과정에서는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보간 필터

kernel을 설계하여, 비균등 간격에 적용되는 Cubic convolution

scaling 과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6>은 edge와 수평인 보간 직

선을 따라위치하는참조 신호값들과 보간위치의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Cubic convolution scaler에 사용되는 basis함수를 이용하여 비균

등 간격 보간을 위한 수식을 정리하면 <식 2>로 정리된다.[3][4][5]

<그림 6> 비 균등으로 위치한 참조 화소의 위치와 거리

  



  

 

  

 

  

  

  
  

  
 

  

 
  

 
  

  

 

 
 



<식 2> Cubic convolution scaler에서 비균등 간격 보간을 위한 수식

<식 2>를 이용하면 <식 1>로는 불가능했던 edge 방향으로 임의

의 배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 보간을 할 수 있다.

<그림 7> Edge 방향으로 보간 하는 방법 예시

인트라예측 모드정보로구한기울기를 edge 방향으로보고, <그

림 7>과 같이 edge방향으로 적용되는 비등간격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적용한다. 비균등간격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적용하기

위해서는먼저현재보간 하려는 위치를 통과하고 edge 방향과평행하

는직선과수평및수직선과교차하는점들중가장인접한 4개의위치

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위치가 기존의 화소 위치가 아니고, 기존의 화

소들의위치 사이에 존재하는값들이라면, 이 교차점 위치의 신호값은

보간을통해계산한다. 이 교차점의신호값을보간할때는기존의주어

진 화소값들을참조 신호값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보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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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가. 실험조건

Parameter Condition

Test sequence BasketballDrill, BQSquare, foreman

Resolution 832x480, 416x240, 352x288

 -0.5

Scale factor × 3.57

나. 결과 영상

<표 1> Cubic convolution scaler와 H.264/AVC 복호화기에서 인

트라 모드 정보를 이용한 scaler의 3.57배 Scale한 결과

Sequence Method Image

BasketballDrill

(832x480)

Cubic

Convolution

Scaler

H.264/AVC

syntax based

BQSquare

(416x240)

Cubic

Convolution

Scaler

H.264/AVC

syntax based

foreman

(352x288)

Cubic

Convolution

Scaler

H.264/AVC

syntax based

본 실험에서 증명하고 싶은 내용은 H.264/AVC 복호화기에서 복

호화된 인트라 모드 정보를 이용하여 edge 방향으로 실행되는 비균등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실행시켰을 때, 일반 scaler들 보다 고화질

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H.264/AVC 복호화기에서 복호된 영상을 Cubic

convolution scaler를 통해 3.57배 확대한 영상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H.264/AVC 복호화기에서 인트라 모드 정보를 이용한 scaler를 통해

3.57배 확대한 영상이다. Edge영역에서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edge가 강한 부분을 잘라내 비교한 것이며, 기존 Cubic convolution

scaler 방법보다 edge가 더 선명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실험결과에따르면 Intra picture에서 H.264/AVC의 인트라 모드

에 기반을 둔 edge 방향으로 적용하는 Cubic convolution scaler를 사

용한 영상이 기존의 Cubic convolution scaler보다 물체의 경계영역을

더 선명하게확대하는효과가있다. 이는 H.264/AVC에서인트라모드

의 방향이 물체의경계 영역에서는경계의 기울기를 따라선택되는확

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압축효율을 우선시하는 코덱의 특성상기

울기의방향과 다른인트라모드번호가선택될확률도 있기때문에확

실한 경계가 아닌 영역에서는 개선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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